
달라이라마 법왕 요코하마 강연 

2016 년 11 월 17 일(목) 강연장: 퍼시픽 요코하마 국립대홀 

강연내용:    "배려의 마음- 행복으로 가는 열쇠" 

"Compassion- The Key to Happiness" 

배려의 마음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한 

의미로서의 공감, 즉 타인의 아픔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궁극의 비결입니다. 배려심이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신의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이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접할 

때조차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려는 인간에게 주어진 훌륭한 능력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귀중한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개인의 행복도, 사회의 조화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사랑, 

친절, 친근감, 배려와 같은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려에 관한 달라이라마 법왕의 주옥과 같은 가르침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시:  2016 년 11 월 17 일(목요일) 개장 11 시 30 분  강연시간: 13:00~15:00 

주최:  달라이라마일본대표부 사무소(NPO 티베트 하우스 저팬) 

후원: 달라이라마법왕 비밀집회관정실행위원회

문의처: 

<강연에 관한 문의> 

강연 문의 사무국 03-5988-3576 

달라이라마 법왕 일본 대표부 사무국(티베트 하우스 저팬) 

우편번호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 5-11-30 第五葉山ビル 5 階 

전화번호: 03-5988-3576 / 팩스: 03-3565-1360 

URL：http://www.tibethouse.jp / E-mail: lohhdl@tibethouse.jp 

http://www.tibethouse.jp/
mailto:lohhdl@tibethouse.jp


〈언어통역〉 

한국, 몽골, 중국어, 영어 

강연장:  퍼시픽 요코하마 전시홀 

우편번호: 220-0012  

요코하마시 니시쿠 미나토미라이 1-1-1 

横浜市西区みなとみらい 1-1-1 

부탁말씀: 

 강연회 당일, 입장, 보안 검색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강연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주의 사항（7/15 추가）

보안 관계상, 병과 캔류의 물건은 강연회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음료수는 종이류 또는 팻트병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비가 올 경우, 되도록이면 접이식 우산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장우산을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접수처에서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티켓:   전좌석 지정석 

티베트 하우스 회원용 특별권 

판매기간: 2016 년 7 월 15 일(금)~11 월 11 일(금) 

좌석 A 석 10000 엔(1 층) 

B 석 8000 엔(1 층) 

C 석 5000 엔(2 층) 

D 석 3000 엔(3 층) 

■ 신청방법

회원일 경우에는 회원용 특별석의 신청서를 7 월 중순까지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8 월 31 일(수)까지 , 팩스로 

신청하시고 티켓 대금을 송금해 주십시오.  

※만일 신청서를 못 받으신 분들은 티베트 하우스(전화:+81-3-5988-3576)



Email：lodhadl@tibethouse.jp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회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편대체계정용지의 통신란에 티베트하우스 

회원희망, 11/17 강연강연 신청서 희망이라고 기입하신 후에 입회금 및 

연회비(합계 8000 엔)을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영업일 이틀후, 

입금이 확인되는대로, 회원용 특별석 신청서 등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하우스 회원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회원용 티켓 신청은 8 월 31 일자  우편송금으로 신규회원이 되신 분까지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석 예매 

 

좌석       A 석 10000 엔(1 층) 

B 석 8000 엔(1 층) 

C 석 5000 엔(2 층) 

D 석 3000 엔(3 층) 

 

■ 신청방법(○○/○○ 정보 갱신) 

상기의 티켓 판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켓피아 또는 로손 티켓의 취급은  

 ８月 15 日（月）10:00 ～ 11 月 1４日（月） 23:59 

Ｌ코드：３２１６４ 

일반발매예약 TEL : 0570-084-003(L 코드 필요) 

웹 예약: http://l-tike.com 

※문의처：0570-000-777 

※일반발매일로부터 로손, 미니스톱 점포 Loppi 직판이며 

※0570 로 시작하는 번호에 관해서는 일반 휴대폰,PHS・IP 전화・

CATV 전화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전자 티켓 피아: 

티켓 피아: http://pia.jp/t/dalailama/   

（P 코드：633-082 ）  

・티켓피아 점포 및 세븐 이레븐, 상크르 k 상크스 각 점포 

http://www.tibethouse.jp/japan_office/tibethouse.html
http://www.tibethouse.jp/japan_office/tibethouse.html
http://l-tike.com/
http://pia.jp/t/dalailama/


・티켓피아 전화 예약 0570-02-9999 (음성자동안내) 

 

 

당일권:   오전 08:00 부터 판매 개시합니다.  

판매 장소는 퍼시픽요코하마 국립대홀 1 층 당일권판매소입니다. 

 

주의사항: 

 

・ 강연 당일날은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여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사진 비디오 촬영 등은 금지되오니, 지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연의 내용도 녹음할 수 없습니다.  

・경호 경비를 위하여 입장시 금속탐지기 등에 의한 신체 또는 소지품에 

관한 체크가 있습니다.  

・ 영유아의 동반은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한 

동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연 중에는 반드시 휴대폰 등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강연을 듣고자 하는 분들께: 당일, 각 언어 동시 

통역을 들을 수 있습니다. 회장에서 동시통역 전분 레시버를 

대여합니다. (대여시 3000 엔이 필요하며 강연 종료후 반납하시면 

2000 엔은 돌려 드립니다). FM 라디오로는 수신할 수 없습니다.  

・ This Public Talk will have Chinese, Korea, Mongol and English translation also. If 

you wish to listen in these languages, Special Simultaneous Interpretation 

Receiver (SIR) is arranged for the occasion. SIR can be hired for 0000yen 

{0000yen will be returned later}. It can be hired at the counter. Please note that 

FM radio will not work in the hall. Recording of the Event is not allowed. 

 

공지사항: 

 

본 강연의 티켓 요금은, 강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며, 이익을 

목적으로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만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달라이라마법왕 일본대표 사무국의 문화 활동비로서, 티베트를 비롯한 티베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쓰여집니다.  

 

 

교통안내:  



JR 요코하마선横浜線 요코하마 시영지하철 사쿠라기쵸桜木町 역 도보 12 분 

미나토미라이선 み な と み ら い 線(도큐히가시선東急東横浜線 직통) 

미나토미라이みなとみらい역 도보 3 분 

 

  

 


